
설교
Sermon

“친절한 사람”
(Being a Kind Person)



친절(親切, kindness):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
함. 남에게 인자하고 관대한 태도



(엡 4:32, 새번역) 서로 친절히 대하
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
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Eph 4:32, ESV) Be kind to one 
another, tenderhearted, forgiving 
one another, as God in Christ 
forgave you.



친절한 – kind

친절 – kindness



(눅 6:35, 새번역)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
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
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
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Lk 6:35, ESV) But love your enemies, and 
do good, and lend, expecting nothing in 
return, and your reward will be great, and 
you will be sons of the Most High, for he is 
kind to the ungrateful and the evil.



Kindness

친절, 인자, 은혜



(엡 2:8, 새번역) 여러분은 믿음을 통
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
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
나님의 선물입니다.

(Eph 2:8, ESV)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is is not your own doing; it 
is the gift of God,



I. 새 것으로 옛 것을 바꾸는 삶
입니다.



(엡 4:25, 새번역)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
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 ㉥슥 8:16

(Eph 4:25, ESV) Therefore, having 
put away falsehood, let each one of 
you speak the truth with his 
neighbor, for we are members one 
of another.



(엡 4:28, 새번역)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
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
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Eph 4:28, ESV) Let the thief no 
longer steal, but rather let him labor, 
doing honest work with his own hands, 
so that he may have something to 
share with anyone in need.



(엡 4:29, 새번역) 나쁜 말은 입 밖에 내
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 ㉧다른 고대 사
본들에는 '믿음을 세우는 데’

(Eph 4:29, ESV) Let no corrupting talk 
come out of your mouths, but only 
such as is good for building up, as fits 
the occasion, that it may give grace to 
those who hear.



II. 성령의 인도에 민감한 삶입
니다.



(롬 8:9, 새번역) ...누구든지 그리스
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Rm 8:9, ESV) ...Anyone who does 
not have the Spirit of Christ does 
not belong to him.



(엡 4:30, 새번역)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Eph 4:30, ESV) And do not grieve 
the Holy Spirit of God, by whom 
you were sealed for the day of 
redemption.



(살전 5:19, 새번역)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1Th 5:19, ESV) Do not quench 
the Spirit.



(갈 5:22-23, 새번역)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
니다.

(Gl 5:22-23, ESV)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self-
control;



III.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는 삶입니다.



(엡 4:27, 새번역) 악마에게 틈을 주
지 마십시오.

(Eph 4:27, ESV) and give no 
opportunity to the devil.



(엡 4:26, 새번역) 화를 내더라도, 죄
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
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
지 마십시오.

(Eph 4:26, ESV) Be angry and do 
not sin; do not let the sun go 
down on your anger,



(엡 4:31, 새번역) 모든 악독과 격정
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
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Eph 4:31, ESV) Let all bitterness 
and wrath and anger and clamor 
and slander be put away from you, 
along with all malice.



(엡 4:32, 새번역) 서로 친절히 대하
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
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Eph 4:32, ESV) Be kind to one 
another, tenderhearted, forgiving 
one another, as God in Christ 
forgave you.


